
HSC GENERAL OVERVIEW



HIGH-PERFORMANCE MILLING 
WITH EXE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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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정밀도와 트렌드 설정 기술로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것이 exeron의 

초정밀 고속가공기 시리즈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xeron은 40여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고속 가공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exeron은 적당

한 투자비용으로 800x900x540mm의    

인상적인 작업공간, 210개 이상의 공구를 

가진 HSC 장비를 제공하며 이는 자동화

도 가능합니다. 또한 공구와 금형 제작에 

훨씬 더 높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공합

니다.   

3



4



5



THE HSC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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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VERSAL ONEHSC 300/3

중소형, 초정밀, 다양성:

HSC 300은 최소의 설치 공간과 낮은 

투자 비용으로 탁월한 성능을 제공합

니다. 열처리 금형의 제작 단계와 

금형 마무리 단계에서의 시간을 단축

시키고 ASQ 기술을 적용하여 최상의 

면조도와 정밀도를 제공합니다.

e  최상의 견고함과 역동적인 갠트리

구조로 완벽한 공작물 품질과

고정밀도 실현

e  진동 감소를 위한 미네랄 캐스팅으로

제작된 기계 배드와 갠트리

e  직접 경로 측정 시스템:

분해능 0.01 ㎛

e   Ø 0.2 mm – 16 mm까지의 공구

사용을 위한 벡터 컨트롤러 고주

파 스핀들 장착

e  HSC 기술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하이덴하인 CNC 컨트롤

e  흑연, 비철금속, 열처리 가공

e   자동화 또는 셀 설치 가능

HSC 300/3 
3축

HSC 300/5
5축

X x Y x Z 이송거리 550 x 340 x 355 mm 515 x 340 x 355 mm

B x C 이송거리 B ±105° x C 360°

테이블 사이즈 470 x 400 mm Ø 100 mm

테이블에서 스핀들까지의 거리 495 mm 324 mm

최대 공작물 무게 500 kg 12 kg

기계 사이즈 W x D x H 2,000 x 2,350 x 2,450 mm 2,000 x 2,350 x 2,450 mm

스핀들 속도 42,000 min-1 42,000 min-1

스핀들 성능S1/S6 – 40 % 10/13,5 kW 10/13,5 kW

툴 매거진 16/40 HSK 40-E 16/40 HSK 40-E

급속이송속도 X x Y x Z 30 m/min 30 m/min

회전가속도 B/C 120/250 U/min

CNC 컨트롤러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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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 ATED ONE

Option
Integrated pallet changer 
HSC  300/3P

완벽함, 경제적, 미래지향적:

HSC 300/3P은 전극이나 부품의 완전 

자동화 및 고정밀 생산을 위한 종합적

인 시스템 솔루션 입니다. 고속 가공기

는 작업공간과 공작물이 분리된 내부 

핸들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구교환기를 통하여 HSC 300/3P

는 고객에게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e  다양한 클램핑 시스템에 사용 가능

e  최대 40개의 공구 저장이 가능한

두 가지의 종류의 공구 저장소

e  최대 15 kg 하중의 공작물 교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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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 600

공간절약, 역동적, 만능적: 

HSC600은 동시 5축 가공을 위한 강력한 

기계입니다. 열처리 금형 및 공구 생산에 

적합하며 최소한의 설치 공간으로 제약

이 많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e  5축 가공을 위한 최적의 작업공간

e    5축 가공을 위한 토크 드라이브

이상적인 접근성

e  고정밀과 완벽한 제품의 질을 위한

고강도로 구성된 갠트리

e  진동 감소를 위하여 미네랄 캐스팅

으로 구성된 일체형 머신 베드와 

갠트리

e  직접 경로 측정 시스템 :

분해능0.01 ㎛

e  Ø 0.2 mm – 25 mm의 공구 사용을

위한 벡터 컨트롤러 고주파 스핀들 

장착

e  HSC 기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하이덴하인 CNC 컨트롤러

THE 5-A XIS ONE

HSC 600/3 
3축

HSC 600/5 
5축

X x Y x Z 이송거리 650 x 550 x 400 mm 650 x 550 x 400 mm 

B x C 이송거리 B ±105° x C 360°

테이블 사이즈 530 x 900 mm Ø 410 mm

테이블에서 스핀들까지의 거리
600 mm HSK 40-E
586 mm HSK 50-E

600 mm HSK 40-E
586 mm HSK 50-E

최대 공작물 무게 600 kg 200 kg

기계 사이즈 W x D x H 2,200 x 2,400 x 2,900 mm 2,200 x 2,400 x 2,900 mm

스핀들 속도 42,000 min–1 42,000 min-1

스핀들 성능S1/S6 – 40 %
10/13,5  kW HSK 40-E
24,8/33 kW HSK 50-E

10/13,5  kW HSK 40-E
24,8/33 kW HSK 50-E

툴 매거진
30/60/90 HSK 40-E
27/54/81  HSK 50-E

30/60/90 HSK 40-E
27/54/81  HSK 50-E

급속이송속도 X x Y x Z 50 m/min 50 m/min

회전가속도 B/C 100/100 U/min

CNC 컨트롤러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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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으로 최상의 기계 동력 전달

e  최소한의 설치 공간

e  사용자와 자동화 장치에 대한



HSC MP7

다양성, 최상의 정밀도와 높은 효율성:  

HSC MP7는 초정밀 고속가공기 분야에

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HSC 

MP7은 축 조절 기술을 적용하여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리니어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채택하여 최상의 가공 

품질을 보증합니다.

e   기계 구조 전체의 초정밀 온도 조절

e   높은 품질의 스테인리스 내부 디자인

e   긴 Z축 이송거리로 스핀들과

테이블 사이에 넓은 공간 제공 

– 긴 툴로 높은 형상 가공, 원활한

팔레트 조정 가능

e   HSCI 및 FS기술의 최신 하이덴하인

– 최신 기술로 안정적이며 강력한

CNC 제어 및 조정

e   통합적 툴 클리닝 시스템과 자동커버

패널이 장착된 레이저 측정 장치

e 스핀들 내부의 열변위 보정 센서

e   자동화를 위한 준비

MICRO PRECISION

HSC MP 7/3
3축

HSC MP 7/5 
5축

X x Y x Z 이송거리 730 x 340 x 400 mm 730 x 250 x 400 mm

B x C 이송거리 B ±105° x C 360°

X x Y x Z 가동범위 640 x 340 x 400 mm 640 x 340 x 400 mm

테이블 사이즈 580 x 460 mm Ø 185 mm

테이블에서 스핀들까지의 거리 550 mm 450 mm

최대 공작물 무게 550 kg 60 kg

기계 사이즈 W x D x H 2,400 x 2,370 x 3,000 mm 2,400 x 2,370 x 3,000 mm

스핀들 속도 42,000 min–1 42,000 min-1

스핀들 성능S1/S6 – 40 % 10/13,5 kW 10/13,5 kW

툴 매거진 30/60/90 HSK 40-E 30/60/90 HSK 40-E

급속이송속도 X x Y x Z 40 m/min 40 m/min

회전가속도 B/C 190/250 U/min

CNC 컨트롤러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11



공구 교체기가 포함된
HSC MP7/P

완벽, 경제적, 미래지향적: 

HSC MP7/P는 전자제품 등의 고정밀 

제품을 생산하기에 최적화된 완전 자

동화 및 고정밀의 시스템 솔루션 입니

다. 작업공간과 분리된 자동 공구 교환

장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

스템은 고객에게 많은 효율성을 제공

합니다.

e  다양한 클램핑 시스템에 사용 가능

e 최대 36개의 공구 저장이 가능한
   두가지의 종류의 공구 저장소

e  최대 15 kg 하중의 공작물 교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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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THINKING BIGGERHSC MP11

최신 HSC MP 모델들의 특징은 작업

공간의 손실 없이 기계 라인의 사이즈

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기계 개발을 위해, 저희 exeron은 

사용자들과 집중적으로 대화했고, 

이후 MP라인에 대해 확인된 고객 요

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exeron이 정확성, 대량 가공, 

효율성, 신뢰성 및 기계 수명에 초점

을 맞춰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초점 외에도, exeron은 새롭고 현명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exeron은 몇몇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

해보고, 더 혁신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냈으며, 모든 것을 최대한 정밀하고 

최대한의 효율을 나타내는 시스템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exeron의 

스마트한 HSC MP11이 그 결과물입니

다.  

e   전체 활성 온도 제어

e   스테인리스 스틸의 고급 인테리어

디자인

e   최소량의 윤활, 건식, 절삭유 및 습식

가공에 대한 설계 

e   내부 스핀들 길이 센서 시스템으로

충돌 방지

e   최대 210개의 공구 위치를

위한 툴 메모리 내장 및 공작물 통

합을 통한 다양한 자동화로 대기 

시간을 감소   

e   편리하고 강력한 최신 CNC 컨트롤러

하이덴하인 TNC 640.

HSC MP11/3 
three axis

HSC MP11/5 
five axis

X x Y x Z 이송거리 1,055 x 900 x 540 mm 1,055 x 760 x 540 mm

B x C 이송거리 B ±105° x C 360°

테이블 사이즈 800 x 900 x 540 mm 800 x 760 x 540 mm

테이블에서 스핀들까지의 
거리

850 x 1070 mm 412 x 412 mm 

최대 공작물 무게
720 mm HSK 40-E

706 mm HSK 50-E/HSK 63-F

720 mm HSK 40-E

706 mm HSK 50-E/HSK 63-F

기계 사이즈 W x D x H 1,000 kg 350 kg

스핀들 속도 2,390 x 4,500 x 3,350 mm 2,390 x 4,500 x 3,350 mm

스핀들 성능S1/S6 – 40 %

42,000 min-1  HSK 40-E

36,000 min-1 HSK 50-E/HSK 

63-F

42,000 min-1 HSK 40-E

36,000 min-1 HSK 50-E/HSK 

63-F

툴 매거진

10 kW/13,5  kW HSK 40-E

24,8 kW/33 kW HSK 50-E/HSK 

63-F

10 kW/13,5  kW HSK 40-E

24,8 kW/33 kW HSK 50-E/HSK 

63-F

급속이송속도 X x Y x Z
HSK 40-E max. 210
HSK 50-E max. 189
HSK 63-F max. 154

HSK 40-E max. 210

HSK 50-E max. 189

HSK 63-F max. 154

회전가속도 B/C 80 m/min 80 m/min

CNC 컨트롤러 100/100 U/min

CNC control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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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 대형 기계는 단지 크기만 한 기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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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커버 패널의 레이저 측정 장치

로 외부 오염으로 인한 측정 오류 

방지

더블 그리퍼 방식의 툴 체인저로 

최대 210개의 툴 매거진

긴 Z방향 이동성은 높은 공작물의 가

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 

어댑터 장착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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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ILABLE OPTIONS

건,습식 Slat-band chain 컨베이어

가공된 칩이 chipping carriage에 직 

접적으로 기울어져 방출된 Slat-

band-chain 컨베이어

질 높은 세정을 위한 외부/내부 냉각수

통합된 배수장치가 달린 hipping car-

riage 400L 용량의 물탱크, 레벨 모니터, 

Slat-band-chain 컨베이어 안의 100μm 

퇴적물을 처리하기 위한 웨지 와이어, 

필터 냉각수의 온도 제어를 위한 교반

장치가 장착된 냉각코일, 외부 냉각수 

공급 장치 및 베드 세척을 위한 

부분세척 장치

4축과 5축

•  토크 모터

•  최대 200 r.p.m까지 가능.

작업 관리

작업관리는 전체적인 생산 셀을 제어

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이것은 조정 

또는 변경시간 없이 각각의 정보를 

유연하게 자동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제품의 가공 처리 과정 정보는 온라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ID 

Chip에 모든 가공 정보가 있으며 CAD 

데이터 대체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원격 진단

고객에 의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제공, 

서비스 시간은 고객과의 합의에 따릅

니다. 모든 PC, 스마트폰 및 테블릿 PC

와 연결 가능

고주파 스핀들

최소량의 오일, 진공 윤활유를 사용하는 

세라믹 볼 베어링, 자동화 툴 클램핑

HSK-E40:

• 최대 42,000 rpm의 스핀들 속도,

Ø 16mm 툴까지 가능

HSK-E50 and HSK-E63:

• 최대 36,000 rpm의 스핀들 속도,

Ø 25mm 툴까지 가능

HSK-E32:

• 최대 60,000rpm의 스핀들 속도,

Ø 12mm 툴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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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측정 센서

Renishaw OMP-400, m&h 40,000-TX/RX,

Heidenhain TS 440.

오류 메세지 정보

네트워크의 메세지 전송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으로 전송 

• 기계 경고 메세지

• 메인 프로그램 에러

• 메인 프로그램 종료

오일 미스트 집진

에어 용량 600 m³/h, 필터 효율 99%, 

모터 용량 0.5 kW.

툴 체인저

스핀들과 기계 타입에 따라 최대 210 

공구 사용이 가능

모니터링 및 측정 사이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편

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하학적 이동은 

측정 과정으로 간주되며 최고의 정밀

도를 위해 측정 센서와 특허 된 보정 

기능을 사용합니다. 또한 4축 및 5축의 

회전 에러를 보상해줍니다.

고성능 흑연 가공용 집진 장치

•  유지비용이 들지 않는 필터 사용

•  작업 중 필터 자동 세척

•  실내 설치를 위한 소음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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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가공을 위한 고속가공기

가공 방향을 바로잡아줄 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진동자극을 감안

하여 가공 방향을 분석함으로써, 모든 

기계 진동을 분명하게 제어할 수 있습

니다. 가공 작업 중 진행되는 진동 

감소 조정은 프로그램 된 허용치 내에

서 진동자극이 항상 유지되도록 해줍

니다. 이는 또한 까다로운 고난도 가공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5축 동시 가공 

시, 툴을 정렬하는데도 적용될 수 있습

니다.

동시 5축 변환의 자동 재보정

최신 버전의 컨트롤러는 동시 5축으

로 완전한 자동 보정을 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작업 공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복잡한   

서비스 운영을 삭제하였습니다.

동적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

TNC640은 모든 충돌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축을 정지시킵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 런타임으로부터 서로 다른 

클램핑 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HEIDENHAIN TNC 640: THE STANDARD

컨트롤러에 관련하여 exeron은 

HEIDENHAIN TNC 640에 전적으로 의

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

유가 있습니다. 명확한 텍스트 프로그

래밍으로 사용자가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모든 CNC 컨트롤러 장치 중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성과 표면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매우 높은 공구 및 금형 제

작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점:

exeron은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인 

TNC640을 모든 고객에게 자국어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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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복합적인 표면을 가공하는 

동안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되

는 충격을 막는 것이 매우 힘들거나 불

가능 했습니다. 가공 스핀들의 열 돌풍 

효과 라고 일컫는 현상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이는 후속 가공공정에서 마무

리되어야 하는 면조도의 품질을 떨어

뜨려 결과적 으로 정밀하지 못한 가공

품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엑스론은 새롭게 개발된 ASQ (Advan-

ced Surface Quality Control) 를 통해 

이러한 부정확한 가공을 방지할 수 있

게 하였으며, 가공품의 면조도 품질을 

지속적으로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진동

도 감폭 시키는 ASQ 를 통하여 가공 

면조도의 품질은 향상될 것이며, 가공

된 제품은 후처리 작업이 줄어 들거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ASQ 초정밀 면조도 품질 제어

Z-accuracy without ASQ Z-accuracy with ASQ

ASQ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DueASQ는 가공 스핀들의 열 돌풍 효과

와 같은 물리적 영향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이로 인한 가공 작

업자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따라서 

Z정밀도는 지금까지의 오차 허용치 

보다 훨씬 적은 오차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SQ의 이점은 매우 

작은 오차도 신속히 교정하여 준다는

데 있습니다.

엑스론의 ASQ로 만들어진 Z정밀도는 

ASQ 교정단계를 거친 후에 매우 좋아

지며, 이렇게 좁아진 오차 범위는 항상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교해보면 ASQ를 

사용하지 않는 기계의 진동은 높은 

치수로 솟아올라, 자주 오차 허용치의 

한계를 벗어나서 처리됨을 알 수 있습

니다. 

ASQ로 작업한 제품은 어떻게 보일까요?

면조도 품질은 ASQ의 사용으로 상당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황동은 e.g. 

Ra =0.03 μm, 열처리강 롤웰경도 

58 HRC Ra = 0.08 μm의 면조도를 낼 수 

있습니다. 

ASQ는 일반적으로 hydrostatic drive 

and bearing technology의 가공 결과보

다 더 좋은 가공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

습니다. 엑스론의 탁월한 기술력은 최상

의 가격 대비 성능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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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시스템:
향상된 작업을 위한 유연성

엑스론의 자동화 시스템은 추가적인 

주변 장치와의 조합으로 하나의 생산 

라인을 완성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입니다. 개별적인 기계구조와 컨트롤

은 ITS/Pallet 체인저 시스템과 같은 

자동화 체인저 시스템을 쉽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작업관리 시스템과 연결

되는 산업용 로봇을 이용한 여러 장비

의 결합, 데이터 측정, CAD 시스템 등

은 보편성과 생산성을 보장합니다.

AWEX 50/5 버전에서는 50개의 공작물

과 5개의 팔레트를 처리할 수 있고 

AWEX100/0 버전에서는 팔레트 없이 

100개의 공작물을 처리할 수 있는 완전 

자동 공작물 및 팔레트 교환 시스템입

니다.

AWEX 50/5 HSC

AWEX 100/0 HSC MP7 

AWEX 50/5의 기본 버전은 HSC 300, 

600 및 MP7에 결합될 수 있습니다. 

AWEX 100/0는 MP7용으로 설계되었

으며, 모든 팔레타이징 시스템을 위한 

Pallet Chang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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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cell ERC 80

최소공간에서의 생산성:

ERC 80은 단 2㎡의 공간에서 최대 

154개의 전극 또는 소형 공작물 가공

이 가능하며 대칭 구조로 기계의 왼

쪽또는 오른쪽에 배치할 수 있습니

다. 모노블록 디자인으로 설치과정이 

간단합니다.  

exo-cell ERM 

이 시스템은 최대 2대의 기계를 한번

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매거진 구성

은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제작할 수 있습

니다. 시판 중인 모든 전극 및 팔레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으며 로타리  

매거진은 간단하고 빠르게 칩 식별이 

가능합니다.

exo-cell ERD

ERD는 자동화에 관한 완벽한 솔루션 

입니다. ERD는 다양한 기계와 기술을 

결합할 수 있으며 최대 8대의 기계에 

전극이나 팔레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

다. 랙 매거진과 회전 매거진은 모두 

부분 수납이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언

제든지 ERD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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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술

엑스론의 응용기술은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전략에 대해 폭넓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엑스론은 항상 산업의 요구

사항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바꿉니다. 

응용 기술 센터에서 실행하는 가공테

스트는 고객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

도록 도와드립니다. 

엑스론을 선택하신다면, 최적의 기계 

사용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된 숙련과

정을 통하여 폭넓은 노하우를 익힐 수 

있습니다. 엑스론은 여러분을 기다리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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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엑스론의 서비스

엑스론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 뿐만 

아니라 방전 기술과 고속 가공 기술에 

관련된 완벽하고 능숙한 기술지원을 약

속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반

영하여 실현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

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바로 엑스론 제품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명성을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문제의 경우 전화 서비

스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예

비용 부품도 간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

습니다. 엑스론의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Oberndorf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

천개의 각기 다른 부품들을 최악의 상

황에서도 24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합

니다.

또한, 엑스론은 인터넷을 통한 원격 제

어와 원격 유지보수를 제공하며, 작은 

요청에도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엑스론의 정규 교육 과정은 모든 서비

스 기술자가 항상 최신 정보를 사용자

에게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따라서 아시아나 미국의 고객들도 

독일이나 유럽의 고객들과 같은 서비스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exeron.de에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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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C  3 0 0/ 3 H S C  3 0 0/5 H S C  6 0 0/ 3 H S C  6 0 0/5

X x Y x Z 이송거리 550 x 340 x 355 mm 515 x 340 x 355 mm 650 x 550 x 400 mm 650 x 550 x 400 mm

B x C 회전 각도 B ±105° x C 360° B ±105° x C 360° 

Operating range X x Y x Z

테이블 사이즈 470 x 400 mm Ø 100 mm 530 x 900 mm Ø 410 mm

테이블에서 스핀들까지 거리 495 mm 324 mm 600 mm HSK 40-E 
586 mm HSK 50-E

600 mm HSK 40-E 
586 mm HSK 50-E

최대 공작물 무게 500 kg 12 kg 600 kg 200 kg

기계 사이즈W x D x H
2,000 x 2,350 x 2,450 

mm

2,000 x 2,350 x 2,450 

mm

2,200 x 2,400 x 2,900 

mm

2,200 x 2,400 x 2,900 

mm

스핀들 속도 42,000 min-1 42,000 min-1 42,000 min–1 42,000 min-1

스핀들 성능 S1/S6 – 40 % 10/13,5 kW 10/13,5 kW 10/13,5  kW  HSK 40-E
24,8/33 kW HSK 50-E

10/13,5  kW HSK 40-E
24,8/33 kW HSK 50-E

툴 매거진 16/40 HSK 40-E 16/40 HSK 40-E
30/60/90 HSK 40-E
27/54/81  HSK 50-E

30/60/90 HSK 40-E
27/54/81  HSK 50-E

급속이송속도X x Y x Z 30 m/min 30 m/min 50 m/min 50 m/min

가속도B/C 120/250 U/min 100/100 U/min

CNC 컨트롤러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엑스론 HSC 기계와 관련된 모든 자료

들은 자세하게 비교하여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엑스론은 기계의 

추후 개발에 대한 기술적 변동 사항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

구사항이나 사양 추가에 관련된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엑스론으로 연락 주시기 바

랍니다. 엑스론의 전문가가 상담해 드

릴 것입니다. 엑스론은 고객과의 만남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엑스론은 구성 변화나 기타 기술 데이

터, 성능 변경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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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S C  M P 7/ 3 H S C  M P 7/5 H S C  M P11/ 3 H S C  M P11/5

730 x 340 x 400 mm 730 x 250 x 400 mm 1,055 x 900 x 540 mm 1,055 x 760 x 540 mm

B ±105° x C 360° B ±105° x C 360° 

640 x 340 x 400 mm 640 x 340 x 400 mm 800 x 900 x 540 mm 800 x 760 x 540 mm

580 x 460 mm Ø 185 mm 850 x 1070 mm 412 x 412 mm

550 mm 450 mm
720 mm HSK 40-E
706 mm HSK 50-E/HSK 63-F

720 mm HSK 40-E
706 mm HSK 50-E/HSK 63-F

550 kg 60 kg 1,000 kg 350 kg

2,400 x 2,370 x 3,000 mm 2,400 x 2,370 x 3,000 mm 2,390 x 4,500 x 3,350 mm 2,390 x 4,500 x 3,350 mm

42,000 min-1 42,000 min-1 42,000 min-1  HSK 40-E
36,000 min-1 HSK 50-E/HSK 63-F

42,000 min-1  HSK 40-E
36,000 min-1 HSK 50-E/HSK 63-F

10/13,5 kW 10/13,5 kW
10 kW/13,5  kW HSK 40-E
24,8 kW/33 kW HSK 50-E/HSK 
63-F

10 kW/13,5  kW HSK 40-E
24,8 kW/33 kW HSK 50-E/HSK 
63-F

30/60/90 HSK 40-E 30/60/90 HSK 40-E
HSK 40-E max. 210
HSK 50-E max. 189
HSK 63-F max. 154

HSK 40-E max. 210
HSK 50-E max. 189
HSK 63-F max. 154

40 m/min 40 m/min 80 m/min 80 m/min

190/250 U/min 100/100 U/min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Heidenhain TNC 640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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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C. MADE IN GERMANY.

엑스론은  EDM과 HSC의 역량을 결합하여 고객의 지속적인 성공을 실현하고 효율적이며 내구성이 강한 EDM과 HSC, 

자동화 기계를 제공합니다. 엑스론은 전문성, 품질, 고객 지향적, 유연성 및 서비스 역량을 기업 최우선의 가치로 여깁니다.

exeron GmbH 
Beffendorfer Straße 6
D-78727 Oberndorf 
+49 7423 8674-0
info@exeron.de
www.exeron.de

DKSH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52,

젠빌딩 2층 (06260)

+82 1522 6259
info@exeron.de
www.dk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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